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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1. 자체평가의 목적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제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 간 협동성 진작, 대학 재정지원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63개교를 대상으로 1주기 대학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우리 대학은 지난 1998년 시행

된 1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분야별로 최우수대학 및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1주기의 평가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화, 국제화, 고객화, 

학습화 체제 등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개별 대

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

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 시작된 대학기관인증평가는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제고, 대학교육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

러한 평가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여 인증제 첫해 기관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13년 우리대학은 기관인증을 획득한 지 2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

후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학기관인증평가 모델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연구는 우리 대학이 ‘Global Partner Duksung Vision 2020+’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ㆍ개선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의 특성화

와 차별화,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대학 교육의 개선을 통

한 국제적 통용성 증대 방향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자체평가 연구를 통하여 우리 대학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규
명함과 아울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 비전인 ‘세계 수준의 

교육 명문 대학’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체평가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대학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등 특성화를 위한 학사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

4. 자체평가 연구를 통하여 대학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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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 연구의 내용
  우리 대학 자체평가 연구는 『2013년도 대학기관인증평가 편람』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 중 우리 대학 사명인 교육중심대학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평가영역은 ①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② 대학구성원, ③ 교육, ④ 교육시설, ⑤ 대학

재정 및 경영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에서는, 우리 대학이 명료한 교육목표 아래 실현가능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

는지 평가하였다. 

  둘째, 대학구성원의 영역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대

학 기관인증평가에 필요한 세목의 정성, 정량자료를 충실하게 수집ㆍ정리하여 분석ㆍ

평가하였다.

  셋째, 교육의 영역에서는 교양ㆍ전공 교과과정이 교육목표의 달성에 효율적이도록 

편성ㆍ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적 성과와 효과가 무엇인지 평가하였다. 또한 

교수ㆍ학습 지원체제를 자기 점검하고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토

하였다.  이와 함께 실험ㆍ 실습,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국내외 대학과의 교

류, 그리고 교과과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 등을 점검ㆍ분석함으로써 교육만족

도 제고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성도 탐색하였다.

  넷째, 교육시설 영역에서는, 교사, 강의실, 실험실, 실험기자재, 기숙사, 학생 복지시

설, 장애학생지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 

및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해 점검하였다.

  끝으로 대학재정과 경영 영역에서는, 재정운영계획, 재산 및 장학금 운영, 예산편성

절차, 감사제도의 운영 등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편성ㆍ집행의 효율성 및 합

리성에 대해 점검하고, 내ㆍ외부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문제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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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 연구의 절차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절차는 ① 자체평가 사전 준비 단계, ② 자체평가의 실시 단계, 

③ 자체평가의 보고 단계, ④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우리 

대학에서 수행한 각 단계별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자체평가 사전 준비 
  우리 대학은 차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연구), 자체평가위원회(실무)를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총  장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연구)

자체평가위원회(실무)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기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종합평가 등

자체평가 조직 체계

¡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평가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연구비를 확보하며,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 구성원들이 평

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자체평가기

획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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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위원장 - 총  장 홍승용 총    장

위원 기획처 교  수 송혁준 기획처장

위원 교무처 교  수 문애리 교무처장

위원 입학홍보처 교  수 주은선 입학홍보처장

위원 학생처 교  수 강준상 학생처장

위원 대외협력처 교  수 허인섭 대외협력처장

위원 사무처 처  장 최용덕 사무처장

간사 기획처 과  장 김운경 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기획위원 명단
¡ 자체평가위원회는 총 5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위원은 1영역 2명, 2영역 2명, 3

영역 4명, 4영역 2명, 5영역 2명의 총 12명으로, 실무위원은 평가연구 및 이에 필요

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특히, 우리 대학

에서는 행정부서인 ‘기획처’를 평가전담 부서로 두어 평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업

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자체평가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평가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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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연구목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연구 추진일정을 수립

하였으며, 우리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업무를 진행하였다.

  총장,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문과 대학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학기관인증평가제의 취지 및 평가내용 등을 홍보하였

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자체평가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는 자체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별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수집하였으며 추후 분류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료를 항목별로 코드화하여 정리하

였다. 자료 요청 및 수집 단계에서는 실무위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가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정량적인 평가항목은 대교협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분석하

고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를 뒷받침해줄 여러 가지 추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평

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영역별 연구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결과는 중간회의를 통하여 

총장, 자체평가기획위원 및 교무위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개선 가능한 부문은 해당부서

의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담당영역별 연구위원들이 평가 결과를 상호 교차하여 검토하

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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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체평가의 보고
  자체평가위원회는 담당영역별로 보고서 내용을 집필한 후 종합하였다. 보고서는 자체

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첨부자료를 별첨하였다. 

         

머  리  말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평가결과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2. 대학구성원
3. 교육
4. 교육시설 
5. 대학 재정 및 경영

제 3 장   종합 및 논의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2. 대학구성원
3. 교육
4. 교육시설 
5. 대학 재정 및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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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대교협에서는 대학이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요소(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가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고등교육관계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

적으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대한 질 보증을 위해 대학 기관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확인된 우리 대학의 강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한 기반 위에서, 2011년 인증획득 당시 송부 받은 우리대학 평가보고서를 통

하여 우리 대학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지

향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 명문 대학을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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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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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1)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의 위계성과 체계성 
우리대학은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창의적 능력 

배양’,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실천’, ‘세계시민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9

가지 구체적 교육목표를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

[그림 1-1] 대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2) 교육적 영향 및 성과
  교육이념 아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위계적,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교육목표가 학생

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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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글로벌파트너십을 갖춘 창의적 덕성인 양성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  덕성여자대학교  15

[그림 1-3] 글로벌파트너십을 갖춘 창의적 덕성인 양성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1) 대학 비전의 수립
¡ 우리 대학은 2010년 창학 9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의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 수준의 

교육명문 대학’을 설정. 

¡ 세계 수준의 교육명문 대학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Global Partnership을 갖춘 

창의적 덕성인’을 인재상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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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Partnership을 갖춘 창의적 덕성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이

자 미래상으로 5대 특성화 중점사업을 선정. 

¡ 비전, 인재상 및 5대 특성화 중점사업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10대 전략 및 100대 

ACTION PLAN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시기별, 주체별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실행.

[그림 1-4] 비전 개요도

(2) 교육적 영향 및 성과
¡ 5대 특성화 중점사업이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특성화 중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교육, 연구, 봉사, 제도, 시설의 측면에서 총 26개 세부 추진 과

제를 설정하여 추진.

¡ 교육, 연구, 봉사, 제도, 시설의 5대 영역별로 총 26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Global한 

능력, 파트너십,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 시스템 구축.

¡ 발전 계획 및 5대 특성화 중점사업에 따른 대학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이 추구하고 사

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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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5대 특성화 중점 사업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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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구 분 세부 추진 과제 비 고

맞춤식 교육 

실행

교육 영역

․융합교과목 개발

․학과별 전공교육 강화 및 졸업인증제 확대

․연계과목 개발 및 연계전공 확대 2개 영역

6개 과제

제도 영역

․학습지원 강화

․교육제도 다원화

․맞춤형․밀착형 지도교수제 실시

PARTNERSHIP 

특화

교육 영역
․Global Partnership 인증제 실시

․동문과의 교류를 통한 파트너 교육지원

3개 영역

6개 과제
제도 영역

․공동 해외봉사 기획 및 참여확대

․Asia-Partnership 장학금 확대

봉사 영역
․사회공헌 대학 구현

․지역밀착 협력센터 운영

Residential 

College 지향

교육 영역
․대학문화 프로그램 강화

․재학생 공동체 프로그램 심화 2개 영역

4개 과제
제도 영역

․취업 전문교육 지원 확대

․Residential College 실현

ECO 캠퍼스 

구축 

교육 영역
․학과별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ECO 캠퍼스 실현 2개 영역

4개 과제
시설 영역

․교육시설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정립

ASIA 중심대학 

실현

교육 영역
․해외 인턴십 확대

․100주년 기념 미리사 College 설립

3개 영역

6개 과제
연구 영역

․Asia 대학 네트워크 확대 강화

․해외연구소 유치

시설 영역
․글로벌 캠퍼스 운영

․아시아권 분교 설림

[표 1-1] 특성화 중점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

1.2.2.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1) 평가 시스템

¡ 대학 발전계획 및 5대 특성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전략 

및 100대 액션플랜을 수립.

¡ 10대 전략 및 100대 액션플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하여 대학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

하여 평가 및 점검 체계를 구축.

¡ 기획처는 전략별 CSF(핵심성공요인)와 KPI(대표측정지표) 설정을 바탕으로 5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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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중점사업의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수행 및 평가의 근거

로 설정.

사 업 명 중점 지표
지표 기준 년도

2010년
(실값)

2015년
(목표)

2020년
(목표)

맞춤식 교육 실행

교내 특성화 사업 갯수 11개 15개 18개

소규모 강좌(19명이하) 비율 26.7%
(2007.1학기)

35%
(2015.1학기)

40%
(2020.1학기)

교수당 학생수 33.19명 31.05명 29.78명

교원확보율 67.6% 75% 80%

PARTNERSHIP 특화

학생당 봉사시간 100시간 130시간 150시간

장학금 수혜율 61% 65% 70%

장학금 환원율 14.83% 20% 25%

아시아 파트너십 대상 학생수 16명 40명 60명

아시아 파트너십 지급 장학금 총액 142,742,200원 356,855,500원 535,283,250원

Residential College 

지향

기숙사 수용률 5.82% 10.32% 23.97%

RC 프로그램 개수 8개
(2011년) 16개 46개

ECO 캠퍼스 구축
전체 건물 면적 대비 친환경 건물 면적 비율 69.9% 90.5% 97.6%

친환경 설비 구축 건물 수 9개 14개 16개

ASIA 중심대학 실현

외국인 교수 비율 8.57% 11% 13%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2.3% 5% 10%

영어강좌 비율 3.40% 4% 5%

[표 1-2] 5대 특성화 중점 지표 및 지푯값

(2) 평가의 실행
¡ 발전계획 및 특성화 중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상시 피드백 프로세스(목표확인→

모니터링→목표보정)를 구축.

① 목표확인

  - 과제별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의 목표 설정.

  - 자발적 세부 추진 목표와 평가 지표를 반영한 KPI(대표측정지표) 설정으로 현실성 

극대화.

② 모니터링

  - 추진 과제에 대한 상시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

  - 추진 목표와 평가 지표에 대한 성취도를 연 단위 KPI(대표측정지표) 실시를 통해 평가.

  - 교내 특성화 사업 등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과제 추진 속

도, 범위 조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성과 획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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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표보정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KPI(대표측정지표) 항목 수정 및 보완.

  - 연 단위 성취도를 고려하여 목푯값의 지속적 수정 및 보완.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1)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 다음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기획․연구․실무위원회를 구성하

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

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

대학,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자체평가 시행 방법

  ① 자체평가에 사용되는 자료는 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지표 POOL’

을 활용.

  ② 평가 모형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가지 모형 중 정보공시 

지향형 모형으로 수립.

  ③ 정량적 평가항목은 정보공시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우리 대학 특성화 지

표를 설계.

  ④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 제반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실시.

(2) 평가 결과의 반영
¡ 자체평가 및 대학기관인증평가 결과를 대학의 중점사업에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립.

¡ 서울 시내 최상위의 기숙사 수용률을 위한 기숙사 신축과 기타 건물의 신축 및 리모

델링으로 시설ㆍ환경 개선. 

  → 학생 기숙사 및 국제 기숙사 신축 완료. 

  → 약학관 신축 완료.

  → 자연관 리모델링 2012년 실시.

¡ 4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세미나식 교육을 바탕으로 맞춤식 세미나 교육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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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쓰기센터’ 설립.(2011년)

¡ 덕성(VQ)지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덕성인 브랜드화 강화.(2013년)

¡ 상하관계가 주개념인 리더십(leadership) 대신 인간과 세계와의 소통 및 이해를 바탕

으로 동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실현하기 위해 ‘덕성글로벌파

트너십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2011년)

¡ KPI 설정과 추진 및 평가 실시.(2011년)

¡ 학과별 졸업인증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2011년)

¡ 파트너십 실현을 위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덕성아시아파트너

십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2010년)

¡ 교수확보율, 장학금 등을 지속적으로 상향.

¡ 전공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교내 특성화 사업 연 10개 이상 지속 추진.

¡ 외국인 교수, 영어강좌,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확대로 

국제화 지속적 강화.

¡ 그 외 교직원 복지 향상, 부서별 지표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행정전문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동문 네트워크 강화 등 자체평가 결과를 다각적으

로 반영.

(3) 자체평가의 주기적 실시
¡ 대학 자체평가는 2년 주기로 실시.

¡ 우리 대학은 2009년 및 2013년 자체평가 실시.

¡ 2011년은 대학 기관평가인증으로 자체평가를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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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생현황 교원 법정정원
교원

현황

교원확보율

(%)

학부 대학원
계

(A)
학부 대학원

계

(B) 전임

교원

(C)

전임교원

(C/B)*100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인문

사회

계열

2,861 3,910 528 411 3,389  4,321  115  157  22  17  136  173  114 83.8  65.9  

자연

과학

계열

1,250 1,373 92 84 1,342 1,457 63 69 5 5 68 73 40 58.8 54.8 

공학

계열
362 378 0 0 362 378 19 19 0 0 19 19 10 52.6 52.6 

예체능

계열
687 770 27 27 714 797 35 39 2 2 36 40 23 63.9 57.5 

합 계 5,160  6,431  647  522  5,807  6,953  232  284  29  24  259  305  187  72.2  61.3  

2. 대학 구성원
2.1. 교수
2.1.1. 전임교원 확보율
¡ 우리 대학의 2013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72.2.%(편제정원 기준), 61.3%(재학생 기

준)로 기준값 61.0%보다 높음.

¡ 다만 지속적인 교원충원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보아 0원 등록생, 졸업유예자 등의 체계적인 재학생 관리가 필요해 보임.

[표 2-1] 전임교원 확보율

2.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 신임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초빙 세부심사기준” (2011년 9월 개정, 시

행)을 제정하여 운영.

¡ 우수한 학문적 업적과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겸비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하여 

채용기준을 학력, 교육경력, 연구실적, 전공분야의 일치도 및 학문적 기여도, 교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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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심사.

¡ 대부분의 평가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전공심사, 시강심사, 면접심사의 

세 단계의 평가 과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의.

절차 내용 비고

1
초빙계획 

수립

충원요청서 접수 매년 학과에서 교무과에 요청

체용인원 심의 

및 확정

해당 학과 의견, 교수 정원, 수업 시수 및 예산, 전임교원확보

율, 연구 시설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요청, 

승인을 받음

2
공채 공고 

및 서류접수

교수초빙공고 국내외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한 공고(접수개시일 20일전)

응모 서류접수 교무처에서 접수

3
서류 심사 

및 면접

응모자 조서 

작성

응모자 조서를 작성(교무과)하여 해당 학장, 학과장 및 내부전공 

심사위원에게 송부

전공심사
전공심사(5배수 내외)→전공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 총

장에게 제출

시강심사 학장, 전공심사위원, 교원인사위원이 시강평가→3배수 선발

면접심사
선발한 3배수를 대상으로 학장, 전공심사위원, 교원인사위원이 

면접 심사

임용후보자 

제청안 심의

3배수에 대해 전공, 면접, 시강심사 평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

한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4
임용제청 및 

임용

임용제청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임용후보자 제청

임용승인 이사장이 임명

5 교과부 보고
교과부에 

임용보고

[표 2-2] 교수초빙 절차

¡ 심사기준의 공개 :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공고함. 이 때 신임교원 초빙 심사 기준

을 전공심사, 시강심사, 면접심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모든 심사 시에는 심

사기준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여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 전공심사위원회의 운영 : 3~6인의 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내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은 별도로 심사 진행.

¡ 평교수 중심 직선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단과대학

별 교수 수에 비례하여 직선제로 선출된 조교수 이상의 평교수로 구성된 교원인사위

원회를 운영.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채용과 교수승진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

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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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1)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2013년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1.9%로 최소 기준값 50% 보다 1.9% 높음.

¡ 전년대비 낮은 수치이나 지속적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상승을 위해 대학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준

년도

총

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2009 5354 2355.5 44.0 116.5 2.2 127.6 2.4 2619.6 48.9 135.0 2.5 2998.7 56.0

2010 5427 2503.2 46.1 72.0 1.3 129.6 2.4 2632.3 48.5 88.6 1.6 2922.5 53.9

2011 5625 2758.1 49.0 47.3 0.8 156 2.8 2599 46.2 61.5 1.1 2864 50.9

2012 5930 2726.6 46.0 46.5 0.8 444.4 7.5 2633.0 44.4 80.0 1.3 3203.9 54.0

2013 6054 2869.3 47.4 44.0 0.7 396.2 6.5 2633.1 43.5 66.1 1.1 3139.4 51.9

[표 2-3]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2013년 현재 전임교수 확보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이 최소 기준값 이상인 것은 전임교원의 주당책임시간을 9시간 또는 6시간(60세 이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2) 비전임교원 구성과 활용의 적절성
¡ 시간강사 이외에 각 분야의 이론 또는 현장실무영역의 전문가들을 비전임교원인 겸임

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초빙하여 다양한 교

육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특히 1, 2학년 학생 전원을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로 구성하여 2년 동안 이수하도

록 되어 있는 ‘이해와 소통’ 강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4인의 초빙교수

를 두고 있음. 초빙교수는 ‘이해와 소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세미

나 및 글쓰기 지도 방안을 연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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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1) 승진 및 재임용 제도

¡ “교원인사규정”과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를 두고 승진 및 재임용 시 교

수 업적을 연구실적, 교육실적, 봉사실적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에게 4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2개월 전에 승진 및 재임용 여

부를 통보하는 등 우리 대학의 승진 및 재임용 제도는 전반적으로 규정에 따라 합리

적으로 운영.

절차 내용 비고

1
재임용 및 승진 해당 교수 명단 

통보 및 연구실적 제출 안내

교무과에서 4개월 전에 재임용 및 승진 해당 교수의 명단을 파악하고 

해당교수에게 해당기간동안의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함.

2 심사결과 보고 심사결과를 교무과에서 취합하여 총장에게 보고

3 재임용 및 승진대상자 실적 보고 승진임용 심사기준별로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

4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과정을 거침

5 법인이사회에 제청 총장이 법인에 인사제청을 함

6 이사회 의결 후 통보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으로부터 재임용 및 승진 발령 통보 받고 각 부

서에 통보해 줌

7 재임용, 승진 및 기타 임면 교과부에 보고(법인에서 보고)

[표 2-4] 재임용 및 승진 심사절차

¡ 교수 업적 평가는 연구, 교육, 봉사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연구실적 평가 기준: 학문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자연

계열수학전공과 자연약학계열로 연구실적평가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세

부 기준은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참고).

  ② 교육실적 평가 기준 : 매 학기말 실시하고 있는 강의평가 결과와 담당교수의 소명

자료 등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정.

  ③ 봉사업적 평가 기준 : 교내봉사, 교외봉사, 기타봉사활동 등을 대상으로 평가,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세부 기준은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참고).

(2) 교수평가제 운영의 합리성
¡ 교수평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들의 연구ㆍ교육

ㆍ사회봉사 능력을 배양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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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1) 교수의 교육지원

¡ 교수의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① 융합과목 개발 및 강의 인센티브

② 영어강의 인센티브

③ 강의공개 인센티브

④ 교수법 연구모임 지원

⑤ 파트너십 교수법 소모임 지원

⑥ 교수법 워크샵

⑦ 강의촬영 및 진단

⑧ 신임교수 연수

¡ 교수 교육 지원 체계 구성 :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체계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내용으로 추진 중임.

[그림 2-1] 교수-학습 지원 체계와 내용

¡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환류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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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2) 연구년 실시 현황
¡ 연구년제는 안식년과 외부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기타 외부 공인기관)에서 지원하는 파견으로 구분, 1회에 6개월 또는 1년 

기간으로 함. 

¡ 연구년제의 적용 대상자는 6년 이상 근속자임.(단 대교협, 우리정부, 외국정부, 국제기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근속.)

¡ 연구년 교원의 처우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

¡ 연구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연구년 중에도 승급, 승진, 재임용은 정상적으로 시행.

¡ 학과 교수 수가 6인까지는 1명, 7~12인 까지는 2명, 13인 이상인 경우 3명까지 선정

¡ 최근 3년간 전임교수의 연구년제 참여율은 연평균 11.7%으로 매우 우수한 편임.

(3) 대학교수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실시 현황
¡ 교수연수회: 매학기 시작 직전에 전체 전임교원들이 참여하는 교수연수회를 열어 전

문가특강, 분임토의, 지역탐방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실시. 특강은 교육철학 및 교육

방법, 대학 교육환경 변화와 개혁, 교수방법 개선 등을 주제로 하여 해당 주제 관련 

교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형태로 시행. 분임토의는 전체 교수를 단과대학 내에서 

8~10 명 단위로 조로 편성한 후 대학발전, 수업평가, 수업개선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 내지 제안을 개진하고 이를 조별 의견으로 정리, 종합한 후 다시 전체 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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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하는 형태로 시행.

¡ 도서관의 정보 활용 및 교육기자재 프로그램: 각종 학술저널 및 전자저널 등에 관한 

정보 및 활용법,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검색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디오, 슬라이드, 오디오, CD-ROM 등 시청각 교재 안

내 및 교재 사용방법, 첨단기기를 이용한 교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 정보지원센터 IT 교육 : 교수들의 수업에서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하여 매년 방학 때마다 엑셀, 파워포인터, 전자칠판, 홈페이지 구축, 웹 강의

로 작성법 등에 관한 컴퓨터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열린교육연구소

  ①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법 및 학습법을 개발하고 교육하며, 교육이념에 충실하면서

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개발.

  ② 열린교육연구소: 현장연구방법, 학습방법, 학생상담, 학생지도방법 등에 관한 세미

나, 특강 등을 개최함으로써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지원.

¡ 단과대학 및 부설연구소의 교수개발프로그램: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부설연구소에서

도 각종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연구 발표, 최신 학술정보 교류 등의 장을 제

공함으로써 연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단과대학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교육

방법, 학습방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

시함.

¡ 기타 교수개발 프로그램: 교수들의 학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책의 하나로서 외

부 학회의 학술대회 교내 유치 개최경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음. 기

타 프로그램으로는 교수들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촉진하기 위하서 국내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지원금을 연간 1인 4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국제 학술

대회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항공료의 50%와 등록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최대 300

달러까지)

(4) 대학의 조교 확보 및 활용현황
¡ 사무조교는 행정부서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교

육조교는 단과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단과대 학장 또는 학과장 및 학과 교수의 지시

를 받아 업무를 수행.

¡ 조교는 본 대학 출신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대학 성적 통산 평균 

3.0/4.5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채용.

¡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통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장학조교 재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단과대학에 소속된 교육조교는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의 지시를 받아 단과대학의 업

무를 수행하고 대학본부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여 이를 학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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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에 소속된 교육조교는 학술에 관한 업무 및 교과운영, 실험실습 및 실기, 과제물 

정리 및 시험 감독, 기타 교학업무 및 행정관리 등을 소속 학과장 및 학과 교수의 지

시를 받아 수행.

¡ 대표적인 복지지원 프로그램·서비스로서는 각종 경조사 시 특별휴가 및 비용 지원, 연

간 60일 이내의 병가, 가족수당 등 특별 수당 지급, 학교 보유 콘도미니엄 이용 등이 

있음.

2.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1) 시간강사의 처우

¡ 우리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는 평균 약44,000원으로, 최소기준인 40,000원을 초과.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구분
시간당 지급

기준 단가(천원)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지급인원비율(%)

1등급 46  319 12,408 57.7

2등급 41 234 9,564.8 42.1

계 — 553 21972.8 —　

[표 2-6] 시간강사 강의료

(2) 시간강사 규정
¡ 시간강사 자격기준 및 위촉절차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제도 운영.

¡ 강사 위촉은 학과 전 교수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강의 평가가 출강학기 기준으로 

연속 2회 3.0 미만일 경우 재위촉을 하지 않는 등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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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1조(목적)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시간강사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대학 교육기

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만 70세 이하인 자로 학력, 경력, 인품 등을 참작하

여 위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인된 학자나 특수기술자로서 사계의 권위자

② 담당과목의 성질상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제3조(위촉)

① 시간강사 희망자는 최종 학력증명서 등 학문적 업적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과장이 추천하되, 학과 또는 전공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

다. 다만,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장이 추천하는 자로 정한

다.

③ 신규강사 위촉대상자는 학과장이 전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구

비서류와 함께 교무처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 학기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해촉하거나 재위촉하

지 않을 수 있다.

⑥ 강의평가 평균평점이 출강학기 기준으로 연속 2회 3.0 미만인 시간강사는 재위촉하

지 않는다.

제4조

(과목과 

시간수)

① 시간강사의 담당 학과목수는 같은 계통의 학과목 3과목 이내로 한다.

② 시간강사의 담당시간수는 주당14시간(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

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7] 시간강사 자격기준 및 위촉절차

(3) 시간강사의 복지 및 편의 제공
¡ 인문사회관 2층에 강사휴게실과 강사연구실, 차미리사기념관 1층에는 강사휴게실을 

마련하여 강의 외에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휴게실과 연구실에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개인 사물함 등을 구비하고 음료를 준

비하는 등 편의 제공.

¡ 기타 시간강사들에 제공되는 편의시설 내지 복지후생으로는 도서관 및 휘트니스 센터 

등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들 수 있음.

2.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1) 연구 실적

¡ 국, 내외 연구실적은 각각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음.

¡ 저역서 실적은 전임교원 1인당 0.09로, 기준값 0.07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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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원

연구실적 (논문)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총계

국내 국제

소계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기타

국내발간

일반학술지

소계

SCI급

/SCOPUS

학술지

기타

국제발간

일반학술

지

국내

기준

국제

기준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SCI급

/SCOPUS

학술지

187 178.9 156.3  140.3 16.0 22.6  20.9 1.7 0.8 0.1  0.8  0.1  

[표 2-8]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전임교원
저역서 전임교원

1인당저역서계 저서 역서

187 16.6 12.6 4 0.09 

[표 2-9] 저역서 실적

(2) 연구비
¡ 교내 연구비는 전임교원 1인당 4,760.4천원으로, 기준값 1,000천원의 4배 이상. 

¡ 교외 연구비는 전임교원 1인당 33,287.1천원으로, 기준값 10,000천원의 3배 이상.

전임

교원

연구비 지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교내
교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교내 교외

187 149 890,200  48 3,892,357 3  1,849,545 18 482,780  4,760.4 33,287.1 

[표 2-10] 연구비 수혜실적(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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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동영상 공개 강의자료 공개 전체 공개(누적)

9 11 282

2.1.8. 지식의 사회적 환원
(1) 전임교원의 강의공개 확대

¡ KOCW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 자산을 사회에 환원.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목의 강의자료 

제작 및 저작권 해결을 위하여 지원금 제공.

¡ 강의공개는 최소 10주차 이상의 강의 동영상 혹은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체 공개와 최소 10주차 이상의 강의 자료를 공개하는 자료 공개로 구성되

어 있음.

¡ 2013년 대학 중앙일보 평가 결과 우리 대학 강의공개 수준이 전국 1위수준으로 파악

됨.

[표 2-11] 2012년 기준 강의공개 실적

(2)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 영재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확대할 뿐만 아니

라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영재교육 

발전의 계기 제공, 우수한 과학 기술인력 확보, 일선 학교의 심화교육 지원 등의 효과

를 거두고 있음.

¡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중 수학과 과학 분야의 잠재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

여 개인의 능력에 맞게 교육함으로써 창의적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개인의 자아

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ㆍ과학 영재교육의 지

역 거점 기관을 목표로 2011년부터 영재교육원 운영.

¡ 우리대학의 영재교육원은 도봉구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수학과 

과학 관련 교수 및 시설(실험실이나 실험기자재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여학생을 위한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사업(WISE)
¡ 대학과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학,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 

재능있는 여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이공계열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며 관련 이공

계 여대생들에게는 탄탄한 과학기술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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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인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사업의 서울지역센터 역할

을 2007년 9월부터 수행.

¡ 우리 대학 WISE 센터에서는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역할모델이 되는 여성과학자들

과 여학생간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더불어 과학친화형, 

전공체험형, 진로개발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구분 주요 프로그램

멘토링

(여성과학자의 역할강화와 

여학생 이공계 진학 지도)

온라인 멘토링, WISE 이공계 현장 탐방, 멘토와의 만남

과학친화형 프로그램

(과학에 대한 흥미도 높이기)

찾아가는 실험실, 여학생 친화적 WISE 과학캠프, 그린와이즈, 식품안전 

실험교실, WISE 여중생 수학탐구 발표대회, WISE 학부모 과학교실

전공체험형 프로그램 WISE 전공체험 M.A.S.E.R, WISE 연구캠프

진로개발형 프로그램

(이공계 직업능력 개발)

인턴십, 과학실험 멘토활동단, 경력개발 프로그램, 여성 이공학도 양성 

강좌

[표 2-12] 덕성여자대학교 WISE 서울지역센터 주요 프로그램

(4)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우리대학의 인문과학대학 및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

사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등의 효과를 얻고 있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기발랄한 인문학 여행

(2008년)

동북시민학교

(2010년 및 2011년)

지역문화연구센터 심포지엄

(2009년 ~ 2011년)

목

적

- 인문학 강좌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 지역주민에 대한 인문한 강좌 

수강 기회 확대 

- 서울 동북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

- 지역문화를 포함한 인문학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

- 2009년부터 지역문화연구센터

를 중심으로 서울 동북지역문화

를 포함한 지역문화에 대한 연

구와 토론의 장인 학술대회 개

최

대

상

인문학 강의를 듣고자 하는 도

봉구와 노원구 지역주민

동북지역(도봉구, 강북구, 노원

구 등) 주민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개방

내

용

- 상반기 및 하반기

- 각각 10주씩 강좌 진행

- 역사, 서울의 유적, 문학, 미

학, 문화 등 대상

- 2010년 3월 9일~6월 29일 

- 16번의 인문학 강의

- 7월~12월, 관련 소모임 진행

- 2010년, 2회 개최

-“강북이란 무엇인가-지역문화

의 관점에서”

-“서울 동북지역의 문화적 정

체성”

[표 2-13]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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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 문화강좌

  -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문화적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하여 “서울 속 

도봉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문화강좌 개최‘

  - 2009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주 1회 13주 강의를 실시하였고 도봉구 거주민 및 주

변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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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원
2.2.1. 직원 규모
¡ 2013년 4월 기준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48.3명으로, 기준값 60명 이하임.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 총계 재학생 수 직원 1인당 학생 수

63 8  0  25 37 133 6,431 48.3명

[표 2-14] 직원 현황(2013년 기준)

2.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1) 직원 인사 규정

¡ 직원 인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인사규정”(2009년 3월 개정 및 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임용 및 임용원칙, 임용절차, 직류와 직급, 승진 및 승급, 정년 및 퇴직 등

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채용 및 승진, 

근로, 포상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음.

(2) 직원 채용 제도
¡ 직원 채용은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채용절차와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결과 및 향후 

일정을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채용 절차: 채용계획 법인 승인 →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

형 → 인적정검사 및 1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및 종합평가 → 임용예정자 선발 

→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 임용승인제청

(3) 직원 승진 제도
¡ 직원 승진은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기본적인 승진과정, 승진시 고려사항, 직급별 최

저 근무년수, 승진임용의 불가사유 등의 근거에 따라 시행.

¡ 승진 절차



■■  덕성여자대학교  37

승 진

대상자

파 악

➡
승 진

계 획

공 고

➡ 평 가 ➡ 심 의 ➡ 발 령

제 청
➡ 인 사

발 령

           <총무과>     <총무과>               <인사위원회>    <총 장>      <이사장>

[그림 2-3] 직원 승진 업무 흐름도

¡ 평정: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 근무 연수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평정요소별

로 평정을 시행(총점 100점). 

평정요소 8급-5급 승진대상자(9급-6급) 4급-2급 승진대상자(5급-3급) 비고

근무성적평정 60 50

경력평정 20 -

직무외성적평정 10 10 미적용

총장평정 10 40

계 100(90) 100(90)

[표 2-15] 직급별 평정요소 및 점수

(4) 직원의 사무분장
¡ 우리대학 직원의 업무는 “사무분장규정”(2009년 5월 개정)에 근거하여 모든 처, 실, 

과, 센터 및 대학원 별로 사무를 분장.

2.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으로 “직원연수”, “하계 교직원 직무능력향

상 과정”, “덕성 사이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 세미나, 워크숍 및 

여러 교육과정에 직원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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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생
2.3.1. 학생 선발절차 및 방법

(1) 정부의 학생 선발 정책에 따른 학생 선발
¡ 학생선발 제도(입학전형)와 관련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최소한의 입학전형 개수를 유

지하기 위하여 정원내 6개 유형, 정원외 4개 유형의 입학전형 실시.

¡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2)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 선발 
¡ 우리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잠재력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업수

학능력을 주된 선발기준으로 설정.

¡ 글로벌 자질 함양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해 2007년부터 글로벌

파트너십 전형을 실시하고 공인영어성적과 영어면접을 통해 실제 어학능력 및 국제적 

감각과 사고력 평가

¡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인 파트너십 실천을 위해 2011학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사랑나눔파트너십” 전형 실시.

¡ 지역사회 학생들에 대하여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학년도부터 “지역사회

파트너십” 전형 실시

(3) 학생선발 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 대학입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 신 ․ 편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교수와 직원 9명으로 구성된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신 ․ 편입학 전형의 자체감사 

실시, 신 ․ 편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신

․ 편입학 전형의 공정 관리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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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2013년 4월 기준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98.9%로, 기준값인 95% 이상임.

연도 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D/B)×100
계

정원내

(B)
정원외 계

정원내

(D)
정원외

2013 1,210 1,315 1,218 97 1,294 1,205 89 98.9

[표 2-16] 2013학년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2013년 4월 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110%로, 기준값인 70% 이상임.

연도
편제정원

(A)

재학생

(B)

재학생충원율(%)

(B/A)×100

2013 5,160 5,675 116.4

[표 2-17] 2013학년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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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3.1. 교육과정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1) 교육목표
우리대학은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창의적 능력 

배양’,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실천’, ‘세계시민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9

가지 구체적 교육목표를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

[그림 3-1] 대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도

(2)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육이념 아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위계적,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교육목표가 학

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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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3.1.2.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 다양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 교양 교육과정은 필수교양,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의 3개 부분으로 구성

필수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기숙영어

대학영어

이해와 소통

글로벌파트너십특강

봉사 100시간

철학과 역사

문학과 예술

물질과 생명

인간과 사회

언어와 문화 

역사 및 다문화의 이해, 인간과 사회의 이해,

문화와 예술의 이해, 예능 및 체육실기,

자연과학, e-learning, 취업, 인터넷과 외국어,

사회봉사, Asian Studies, 건강과 보건,

교육이론, 언어와 사고 영역 등 199과목

[표 3-1] 교양 교육과정 편성

¡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교양 교육과정 편성

- 우리대학의 인재상인 글로벌파트너십 정신 구현을 위한 덕성글로벌파트너십 프로그램을 

2011학년부터 필수로 지정.

- 신입생 기숙영어와 세미나 과목인 ‘이해와 소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강화.

- 글로벌파트너십 특강 및 봉사 100시간을 통하여 나눔과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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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점/시간 비고

기숙영어 2주 1학년

대학영어 4/6 1학년

이해와 소통

인문․자연의 이해 2/2
1학년

기초 글쓰기 2/2

문학․예술의 이해 2/2
2학년

학술적 글쓰기 2/2

글로벌파트너십특강 1/2 1학년, pass/non-pass

봉사 100시간 졸업 전까지, pass/non-pass

[표 3-2] 덕성글로벌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구성

¡ 핵심 교양과목 개설의 다양화

- 핵심교양은 학문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철학과 역사, 문학과 예술, 물질과 생명, 인간과 사회 및 

언어와 문화 등의 5영역으로 구성.

- 5개 영역은 각 7과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성 제고.

- 5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

(2)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양 교육과정 구성

¡ 사회적 수요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양한 교양과목 개설로 학생의 

선택권 보장.

¡ 전공과 연관된 교양적 수요를 반영하여 학과당 9학점의 교양과목 개설로 학생의 선택권 확

대.

¡ 학문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1학년부터 Asian Studies 과목 개설, 운영.

     

범 주 과 목

Asian Studies

 Economical Development in Asia, Korean Pop Culture

 Asian Thought Forms,              Korean History

 Asian Women on Asian Films, Asian Literature

 Introduction to Korean Art, Political Issues in Asia

[표 3-3] Asian Studies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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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전공

- 총 6개 단과대학, 37개 학과로 구성되어, 규모에 비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공을 제공.

-  연계전공 설치: 의․치의학예비전공(2009), 스포츠경영학(2011), 글로벌파트너십전공(2012)

¡ 지속적인 전공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개편으로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 제공. 

¡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전공 교육과정

① 학생들의 소규모 학습공동체, 협동모듬학습, 튜터링으로 학문적 유대감, 동질감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해 학습시너지 효과 제고.

②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별 졸업인증제 실시.

학과 형식 세부사항

영어영문학과
시험

기타

1. 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택1)

  - TOEIC 800점 이상, TEPS 689점 이상, TOEFL IBT 80점 이상

2.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제출(TOEIC 700점 이상) 및 학과에서 요구한 

   과제 수행(과제 미정)

 ※ 1~2번 중 택1

문헌정보학과 시험

1.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2. 어학 및 자격증 : ①~②중 택1 

  ① TOEIC 700, TOEFL(CBT 203 / IBT 74), TEPS 600 이상 (택1)

  ②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 1~2번 모두 충족해야 함

정보통계학과

졸업종

합시험

시험

1. 졸업종합시험 : 아래와 같은 과목에 대한 시험 Pass 해야 함

  ① 수리통계영역(확률론, 수리통계)

  ② 응용통계영역(회귀분석, 자료조사방법론, 실험계획법)

  ③ 통계프로그램 실습영역(SAS, R)

2. 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08학번부터 시행) : TOEIC 700점 이상

   (이에 준하는 어학시험 성적)

 ※ 1~2번 모두 충족해야 함

실내디자인학과

졸업

작품

시험

기타

1. 졸업작품전 : 졸업전시회 참여 통과

2. 실내 건축기사 등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관련 자격증 

3.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관련 디자인 공모전 입선 이상

4. TOEIC 700점 이상, TOEFL(CBT 207, IBT 76), TEPS 600점 이상(택1)

 ※ 1번 필수, 2~4번 중 택1

[표 3-4] 졸업인증 관련 학과별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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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내 특성화: 전공 교육과정의 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국제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지역연계, 

현장 중심의 교육, 전공 교과과정 개편 및 전공과정의 내실화를 지원

특성화 학과 내용

디자인학부

ㆍ제도의 유연성: 개방형 학생선발제도의 도입(실기 시험 없는 신입생 충원)

ㆍ이해와 소통: 글로벌 디자인 프로그램

ㆍ학습공동체 활성화: Pre-School과 After-School 운영으로 학습공동체 지원

ㆍ맞춤형 교육: 디자인 영어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과과정 개편

컴퓨터학과

ㆍ신입생 대상 여름방학 2주간 합숙 집중교육

ㆍ<프로그래밍 집중교육 프로그램>(가두리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과 기초 전공 능력 배양

국어국문학과

ㆍ제도의 유연성: 전공 교육과정과 학회활동의 유기적인 연계

ㆍ이해와 소통: 방송작가 양성계획과 인턴십 프로그램 

ㆍ학습공동체 활성화: 전공과 밀접한 학회 등 전공 학습공동체 지원

ㆍ맞춤형 교육: IT분야, 작가, 출판편집자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지도

정치외교학과
ㆍ학습공동체 활성화: 해외네트워크 및 자매학교 학생들과의 워크숍

ㆍ맞춤형 교육: 전공지식, 인턴십, 의사소통 능력 개선을 위한 특강

[표 3-5] 교내 특성화 사례 및 내용

(2)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공 교육과정 구성

¡ 주전공 이외에 전공심화, 복수전공 및 부전공 등 다양한 졸업 트랙 선택

¡ 자유로운 전과 제도

- 정원 20%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전과를 허용하여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 다양한 전공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선택폭 제고

- 매 학기 630여 개 강좌 개설, 강좌 당 평균 수강인원은 32명 미만.

- 학과정원에 비례하여 전공강의 개설 학점 수 규정. 

¡ 전공 영어강의 개설을 통한 학생들의 선택폭 확대

- 전공 영어강의 개설 확대를 위해 영어강의 과목 개발비와 강의료 추가 지급, 원어민 교원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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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실험・실습・실기 교육

(1) 교육효과와 현장적용성의 증대

¡ 실험・실습・실기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성 제고.

¡ 교육적 수요와 전공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실험ㆍ실습ㆍ실기 과목 개설, 운영.

학과 구분 1학기 2학기

사학과 실습 고고역사유적 연구실습1 고고역사유적 연구실습2

문화인류학과 실습
현장연구실습1

문화기획실습

현장연구실습2

현장연구실습3

식품영양학과 실습

식생활관리 및 실습

식품미생물학 및 실습

식품화학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식품분석 및 실습

고급영양학 및 실습

식품가공저장학 및 실습

실험조리 및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식품산업현장실습

약학과 실험 및 실습

기초약학실습1,2

유기약품제조화학실습

약품생화학실습

위생약학실습

약제학실습

기초약학실습3,4

약품미생물학실습

약물학실습

약전실습

약학현장실습

병원약국학 및 실습

의상디자인과 실기

색체표현기법

패션드로잉1

패턴드레프팅

패션디자인

패션크로키1

니트디자인/한국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스튜디오

드레이핑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프로젝트1

발상과 표현

기초패턴디자인

패션드로잉2

테일러링

패션크로키2

모델리즘

패션디자인컬렉션

패션소재연구

패션프로젝트2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

[표 3-6] 2013학년도 실험ㆍ실습ㆍ실기교육 실시 현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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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 2013년 4월 현재 학점교류 학생수 192명, 학점교류 학생비율 2.8%로, 기준값 150명과 

0.2%를 초과하여 기준 충족.

평가준거 및 정량지표 기준값 우리대학 값 비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수(명) 150 181 충족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 학생비율(%) 0.2 2.8 충족

[표 3-7]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현황

¡ 학점 교류 실시를 위해 해외 21국 72대학과 MOU 체결.

¡ 복수학위 수여를 위해 미국 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ing 대학과 MOU 

체결.

¡ 아시아 여성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아시아 파트너십 장학금’ 제도 운영.

¡ 2011년 7월 UN Women과 MOU를 체결하고 차세대 여성 파트너십 세계대회 개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UN Women-덕성 글로벌 파트너십 장학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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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현황

¡ 『교과과정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개정, 운영, 보완 및 교과

과정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교과과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교과과정위원회의 구성

[그림 3-3] 교과과정위원회의 구성

¡ 교양과정소위원회

- 목적: 교양 교육 내실화

- 역할: 교양 교육과목 개발 및 개폐, 평가, 내용발전, 교양특강 개설 및 기타 교양과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연구ㆍ심의

¡ 전공과정소위원회

- 목적: 전공 교육 내실화

- 역할: 전공 교과목의 개발 및 개폐, 평가, 내용발전, 전공특강 개설 및 기타 전공교과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연구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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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수․학습
3.2.1 강좌당 학생수
¡ 2013년 10월 기준 20명 이하 강좌 개설 비율은 41.4%로 기준값 25% 이상임.

¡ 2013년 10월 기준 100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은 1.1%로 기준값 2.5% 이하임.

연도

강좌 규모별 강좌수 및 비율

20명 이하 100명 이상

총 강좌수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2013 959 41.4 26 1.1 2,314

[표 3-8] 강좌 규모별 강좌수 및 비율

3.2.2 교수ㆍ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1) 교수학습개발센터 조직 및 구성원의 전문성

¡ 2005년 교수ㆍ학습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 설치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무처 소속으로 교수ㆍ학습 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교무처장이 

센터장을 겸직

¡ 센터의 조직은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매체지원부로 구성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수지원부와 학습지원부에는 석박사급 전임연구원 1인씩

과 조교 1인씩 배치. 매체 제작․지원을 담당하는 매체 지원부에는 직원 4인 배치

- 교수ㆍ학습 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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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3-4] 교수ㆍ학습 지원 조직

¡ 교수․학습 연구원은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관련 강의, 프

로젝트 경력을 가지고 있음.

- 교수․학습 연구원은 관련 경력이 각각 16년, 5년이고, 그 중 교수학습개발센터 경력은 모두 약 

5년임. 이는 담당 연구원이 교수․학습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

¡ 매체지원부는 4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수업지원, 기재, 매체 제작, 교육기기를 

담당하고 있음. 

- 매체지원부 직원은 해당 경력이 각각 35년 10개월, 28년 10개월, 21년 11개월, 2년 8개월임. 

이는 담당 직원이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매체 제작․지원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 

3.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1) 교수․학습 자료 자체 개발 현황

¡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양한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

¡ 교수지원을 위한 자체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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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제작 시기

교수법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2008년, 2009년, 2010년

파트너십 교수법 소모임 결과보고서 2010년

팀기반 학습 TBL(Team-Based Learning) 2008년

엑셀을 활용한 학사관리 방법 및 사례 2008년

협동 학습 2008년

타대학 우수수업상 수상교수 수업관찰 결과 2008년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설계 전략 2009년

역동적인 강의를 위한 질문기법 탐색 2009년

유머기법 강의에 활용하기 2010년

SPSS 데이터 핸들링 및 기초 통계 2010년

Best Teaching Award 수상자의 강의 이야기 2010년

Excel을 사용한 학사관리방법 실습 2008년

파워포인트 2007을 활용한 강의자료 제작법 2009년

Acrobat Pro9를 활용한 강의자료 제작법 2009년

동영상 제작 및 강의에 활용하기 2010년

몇 개의 도형으로 수업자료 내가 만든다! 2010년

신임교수 연수 자료집 2009년, 2010년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2009년, 2010년

근화세미나집 

대학교수ㆍ학습 개선 2008년

해외대학의 교수ㆍ학습 방법 사례 및 지원방안 2009년

대학 강의평가의 오늘과 미래 2010년

KOCW

(강의 자료 및 

촬영)

미분적분학1, 미분적분학2, 미분기하학2, 

수치해석개론, 확률론, 미분방정식, 고급해석학2, 

복소해석학, 고급회계, 유기화학

2010년

무역실무론1, 경제원론, 국제무역론,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제, 고전소설론, 회계원리,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응용2, 컴퓨터동작원리1, 

고급해석학1

2011년

KOCW

(강의 자료)

수리통계2, 자료구조론,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미디어의 이해, 보육학개론
2010년

수리통계학1, 응용확률론, 통계소프트웨어1(SAS), 

통계계산(SPSS 활용), 경제와 사회, 국제보험론, 

무역실무론II,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수학

2011년

[표 3-9] 교수지원 자료 자체 개발 현황

¡ 학습지원을 위한 자체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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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제작 시기

덕성튜터링 결과보고서 2008년~2013년

Global 튜터링 결과보고서 2010년

협동모둠학습 결과보고서 2008년~2013년

성적우수선배가 전하는 학습노하우 2010년

시스템 노트 2008년~2013년

학습포트폴리오 2008년

Conceptleader[마인드 맵류] 사용법 실습 2008년

영어 공인 성적 단기간에 올리기 2008년

성적우수선배가 전하는 학점관리전략 2009년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내용정리전략 2009년

교수ㆍ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200% 활용하기 2009년

A+ 리포트 작성법 2009년

성적우수선배가 전하는 학습노하우 - 2010년 2월 수석졸업선배의 학점관

리전략
2010년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동기향상 전략 2010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학습프레젠테이션 워크숍 시리즈 2010년

영어공부 학습전략 시리즈 2010년

[표 3-10] 학습지원 자료 자체 개발 현황

(2) 교수ㆍ학습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매체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

수․학습 개선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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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교수-학습-매체 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

(3) 수업의 질 개선 효과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양한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업의 질을 개

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음.

가. 교수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교수들은 다양한 교수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있음.

¡ 수업의 질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강의평가 결과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수업의 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성과를 거두고 있음.

¡ 덕성튜터링의 튜터 가운데, 이전에 튜티였거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음. 이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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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사관리
3.3.1. 학사관리 규정
¡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수업, 전공, 졸업, 학사경고 및 제적 등과 같은 학적관리에 

대한 사항을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으로 규정. 

¡ 학사관리 규정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엄격한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교

육 환경과 수요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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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규정 규정내용

제2장 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조기졸업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및 학기),

제8조(수업일수)

제9조(휴업일)

제10조(임시휴업)

제4장 입학

제11조(입학시기)

제12조(입학자격)

제13조(지원절차등)

제14조(입학전형)

제15조(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제16조(부정입학자의 처리)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제18조(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제19조(정원외 입학)

제20조(재입학)

제5장 전부, 전과, 전공변경

제21조(범위)

제22조(자격, 절차 등)

제23조(재학연한)

제25조(시기)

제6장 전공선택

제24조(범위)

제25조(시기)

제26조(배정인원 등)

제7장 등록

제28조(수강신청)

제29조(등록금)

제30조(등록금의 감면금지)

제31조(등록금의 반환)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32조(휴학)

제33조(휴학기간)

제34조(복학)

제35조(퇴학)

제36조(제적)

제9장 교과과정과 이수

제37조(교과과정의 구분)

제38조(교과과정)

제39조(개설과목 및 운영)

제40조(학점)

제41조(과목별 설강인원)

제42조(시험)

제44조(성적평가)

제46조(재수강)

제47조(수강과목 철회)

제48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제4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제50조(학사경고)

제51조(이수학점)

제52조(졸업 및 수료학점)

제53조(전공심화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제54조(학점인정의 예외)

제55조(학위수여 종별)

제56조(졸업취소)

제57조(학위수여 시기)

제58조(해외교류)

제12장 장학금 제67조(장학)

[표 3-11] 학사관리 관련 규정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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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성적관리

(1) 성적관리 규정 및 시스템
¡ 학업성적의 평가는 이론과목과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학칙 제

44조),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 성적 평가 시 상대평가 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시스템으

로 관리.

¡ 상대평가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기본적용 실험ㆍ실습 과목 등
※

A+(4.5) ~ Ao(4.0) 10 ~ 30% A+(4.5) ~ Ao(4.0) 10 ~ 45%

B+(3.5) ~ Bo(3.0) 15 ~ 40% B+(3.5) ~ Bo(3.0) 15 ~ 55%

C+(2.5) ~ Co(2.0) 15 ~ 35% C+(2.5) ~ Co(2.0) 15 ~ 20%

D+(1.5) ~ Do(1.0) 0 ~ 30% D+(1.5) ~ Do(1.0) 0 ~ 20%

F : 0 ~ 10% F : 0 ~ 10%

※ 실험․실습과목, 예술대 실기 과목, 교직과목, 교육실습과목, 4학년 과목 중 15명 이하 수강과목, 외국인 

강의과목, 영어강의 과목

[표 3-12] 성적 상대평가 기준
(2) 성적관리 현황

¡ 2012학년도 기준 교양, 교직, 전공의 A학점 비율은 기준값을 약간 상회.

구분
교양 교직 전공

비율 비율 비율

이론과목 30.2 - 30.1

실험ㆍ실습 44.7 52.4 45.6

전체 33.5 - 36.3

[표 3-13] 교양, 교직, 전공의 A학점 비율
가. 교양 과목

¡ A학점 비율이 이론과목 30.2%, 실험ㆍ실습과목 44.7%로, 성적관리 규정상의 30%와 

45%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

¡ 우리 대학 평균 33.5%는, 사립대 평균 35.94%, 일반대 평균 35.30%, 5천-1만 미만 

규모 대학 평균 34.61%와 비교하여 성적관리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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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 과목

¡ A학점 비율이 52.4%로, 성적관리 규정상의 45%를 상회.

¡ 우리 대학의 52.4%는, 사립대 평균 55.93%, 일반대 평균 56.01%, 5천-1만 미만 규

모 대학 평균 66.48%와 비교하여 성적관리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평가.

다. 전공 과목

¡ A학점 비율이 이론과목 30.1%, 실험ㆍ실습과목 45.6%로, 성적관리 규정상의 30%와 

45%를 약간 상회.

¡ 우리 대학 평균 36.3%는, 사립대 평균 42.02%, 일반대 평균 41.56%, 5천-1만 미만 

규모 대학 평균 41.35%와 비교하여 성적관리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평가.

라. A학점 비율이 규정에 비해 약간 상회하는 원인

① 과목별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아래를 올림 처리함으로써 A학점 학생수 증가.

② A학점을 45%까지 허용하는 외국인 교수과목, 영어강의, 4학년 과목 중 15명 이하 

과목이 30% 허용 과목으로 처리되어 있음.

③ 동점자 처리 등의 사유로 교수 요청서에 의해 A학점을 규정 이상으로 허용하는 경

우 포함.

3.3.3. 강의평가
(1) 강의평가 내용 구성

¡ 현 강의평가 문항은 기존의 평가 문항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재개발하여 2010년 

2학기부터 실시.

¡ 강의평가 문항은 수업계획서의 반영 정도, 교수의 강의충실도, 수업시간 준수, 휴강여

부, 강의내용 및 교재의 적절성,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

¡ 평가기준은 5점 척도이고, 주관식 문항은 학생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서술.

¡ 강의 유형을 교과 특성에 따라 문항을 달리 구성함으로써 강의평가의 결과가 실질적

인 수업의 질 제고 및 수업 운영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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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구분

1 이론 5 실기 9
영어강의(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
13 영어강의(융합)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
6 세미나 10 영어강의(실험)

3 실험 7 융합 11
영어강의(실습, 

체육, 화화)

4
실습, 체육, 

회화
8 영어강의(이론) 12 영어강의(실기)

[표 3-14] 강의평가 대상 과목 구분 

(2) 강의평가 절차
¡ 1994년부터 전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

¡ 2004년 2학기부터 온라인 강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학기말 2~3주 전 학교 학사인

트라넷을 통해 직접 강의평가를 실시.

¡ 강의평가 참여율은 평균 96% 수준.

(3) 평가결과의 반영
¡ 강의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 강의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음.

¡ 수업개선 자료로 활용: 강의평가 결과는 각 문항의 평균평점 및 단과대학별 평점 평

균, 수강인원 규모별 평점 평균 및 담당과목의 평점 평균으로 구분하여 해당교수에게 

전달.

¡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심사에 반영.

- 재임용기간 중 평균 B(3.0) 미만인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

- 승진임용 대상 기간 중 평균 B(3.0) 미만인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

¡ 시간강사 재임용에 반영: 2회 연속 3.0미만인 경우 재위촉 금지.

¡ 우수강의 교원 및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강의평가 결과를 근거로 ‘베스트 티칭상’을 제정하여 시행.

- 2010년 전임교원 7명(외국인교원 1인 포함)과 특별계약교원 및 시간강사 14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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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1) 성적우수자 보상 및 동기 유발

¡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자 보상 및 동기 유발을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초과학점 신청 기회 부

여,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해외교류대학 방문 및 교환학생 우선 선발 등 시행.

(2)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학사경고자의 학업 적응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프로그램 시행.

¡ 학사경고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사후 관리 및 관리 시스템 적용.

[그림 3-7] 학사경고자 지도 관리프로그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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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육성과
3.4.1. 졸업생의 취업률
¡ 2013년 6월 기준 졸업생의 취업률은 46.6%로 기준값인 45% 이상임.

¡ 교육부 정책으로 약학대학이 6년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값인 45%를 상회

하고 있어 대학의 취업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3.4.2. 교육만족도
(1) 교육만족도 조사의 상시적 실시 

¡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강의, 교육시설, 교육환경, 교육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

¡ 특히 학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서비스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2009년부터 매

년 11월 한 달간 정례적으로 실시.

[그림 3-8] 학교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페이지

(2)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가. 교육 지원

¡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적 및 교과ㆍ비교과 활동에 대해 학생 스스로 종합적ㆍ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운영.

¡ 전공 특성을 고려한 교내 특성화 사업 지원: 연 10개 이상의 특성화 학과를 선정하여 

전공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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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컴퓨터학과 “프로그래밍 집중교육 프로그램”(가두리 교육)

¡ 학습공동체 교육활동 지원: 협동모듬학습(79팀 437명, 2010년 기준), 덕성 튜터링(59

팀 373명, 2010년 기준) 등의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 ‘신입생 지도교수제’ 실시: 학과 교수 1인당 15명 내외의 신입생을 지도학생으로 배

정, 전공, 학습, 생활 등에 대해 상시 지도, 상담하도록 활동비 지원.

¡ 시험 기간 중 24시간 강의실 개방으로 면학 분위기 제고.

나. 학교생활 지원

¡ 학생서비스센터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구현

¡ 시험 기간 영양죽 제공

¡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 운영

(3)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반영
¡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반영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반영 사례

강의실 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009.11 실시)

2009년 11월 강의실 환경에 대한 교수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7월 하기방학부터 강의실 냉난방 설치 및 강의실 관리시

스템을 강화함.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2009.11 실시)

2009년 11월에 실시된 도서관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대대적인 도서관 보수 및 리

노베이션 공사를 실시함. 

학생서비스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2009~2011)

매년 학생서비스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 8

월 직원대상 커뮤니케이션 특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친

절성 및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함. 

강의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설문지(2010.3 실시)

2010년 3월에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선하여 

2010. 2학기 강의평가에 적용함.

여대생 학군단(ROTC) 설치관련 

재학생 설문조사(2011.5 실시)

2011년 5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2011 

여대생 학군단(ROTC) 설치 사업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함.

포트폴리오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2011.6 실시)

2011년 6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2011년 2학기부터 시행함. 

행정서비스 및 홍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2011.9 실시)

결과 분석자료를 토대로 대외협력처 홍보실 사업계획을 현재 수

립 중.

[표 3-15]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반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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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 최근에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학부생을 대상으

로 일주일간 실시. 총 1,052명의 학생 참여.

¡ 교수, 수업, 학교생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성과 부분에 대한 8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실시.

¡ 전체 평점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평균 평점 3.5로, 응답한 학생 대부분은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수업시간의 준수 및 휴․보강관리 만족도는 평점4.2로, 엄격한 수업관리가 이루어짐을 

반영.

¡ 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점 3.6으로, 응답자 중 59.6%의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 교육성과 부분의 만족도는 평점 3.6으로, 응답자 중 50.7%의 학생이 우리 대학의 교

육을 통해 전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

¡ 향후 교육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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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
¡ 2013년 4월 현재 기준면적 78,963㎡에 대해 기본시설 73,234㎡, 지원시설 24,526

㎡, 연구시설 1,736㎡, 부속시설 5,636㎡, 기타시설 5,409㎡으로 교사시설 확보율이 

126.0%임

¡ 이는 법령, 정부사업 등의 기준인 100.0%를 상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11년 이

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준

년도

기준

면적

(A)

보 유 면 적 교사시설

확보율(%)

(B+C+D)/A x 

100

기본시설

(B)

지원시설

(C)

연구시설

(D)
부속시설 기타시설

2011 78,988 66,819 20,027 2,806 3,599 6,471 113.5

2012 78,544 70,209 22,685 2,284 3,599 9,765 121.2

2013 78,963 73,234 24,526 1m736 5,636 5,409 126.0

[표 4-1] 교사 확보 현황

4.1.2. 강의실 확보율
¡ 2013년 4월 현재 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2.5㎡로, 기준값인 1.2㎡의 2배 이상임.

¡ 일반 강의실 58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81실, 총 139개의 강의실(총 면적: 16,144㎡)

을 확보하여 강의실 확보율이 매우 우수함

구  분 실수 면적(㎡) (A) 재학생수(B) 재학생당 면적(㎡) (A/B)

일반 강의실 58 3,288
6,431

멀티미디어 강의실 81 12,856

합  계 139 16,144 2.5㎡(기준값: 1.2㎡)

[표 4-2] 강의실 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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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건물명
일반 강의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실수 면적(㎡) 실수 면적(㎡)

인문사회

도서관 6 384

유아교육관 4 187

인문사회관 10 576 27 3,192

자연과학

자연관 2 225

강의동 5 694

약학관 1 25 1 77

차미리사기념관 1 49 2 487

하나누리관 4 200

공    학 차미리사기념관 3 647

예․체능 예술대 L동 2 165 2 246

공통

대강의동 12 3,860

차미리사기념관 15 741 21 3,072

언어교육원 19 1,161 2 156

합    계 58 3,288 81 12,856

[표 4-3] 건물별 강의실 현황

(1) 강의실 규모와 유형의 다양화
¡ 강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강의실 규모를 다양화하여 세미나실, 일반 강의실, 중형 

강의실, 대형 강의실을 구비, 과목 특성에 맞는 효과적 수업 진행.

¡ 맞춤식 세미나 수업을 위해 차미리사기념관에 소형 강의실을 구비하고, 세미나에 적

합한 라운드테이블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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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30명 미만)

중소형
(30-60명)

중형
(60-80명)

대형
(80-100명)

초대형
(100명 이상)

차미리사기념관 16 1 13 11 1

도서관 3 2 1

자연관 1 1

예술대 2 1 1

강의동 1 4

약학관 1 1

유아교육관 3 1

인문사회관 10 23 4

언어교육원 19 2

하나누리관 1 2 1

대강의동 12

합계 55 8 41 18 17

[표 4-4] 건물별 강의실 유형별 현황

(2) 강의실의 쾌적성
¡ 전 강의실에 중앙 또는 개별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한 온도유지를 통해 학생들

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개별적인 강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냉난방시스템 보다는 개별냉난방시스

템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냉난방시스템(EHP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 청소전문업체의 인력을 층마다 배치하여 강의실 및 건물의 청결 상태를 최상으로 유

지.

¡ 강의실의 평균조도는 511Lux(강의실 중앙에서 책상높이를 기준으로 조도계로 측정)

로 유지. 이는 강의실 조도에 관한 법적 기준인 200-750Lux 범위 내의 적정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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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건물연면적 (㎡)

개별난방시스템

(EHP시스템)

 유아교육관 2,122.1

 예술대 8,069.6

 도서관 14,566.6

 학생회관 7,762.6

 인문사회관 8,608.1

 차미리사기념관 14,250.1

 언어교육원 6,307.5

 덕우당 585.5 

 하나누리관 7,659.9

중앙냉난방시스템

(냉온수기)

 약학관 10,371.1

 행정동 3,323.3

 기숙사 A동 4,546.7

 대강의동 5,477.8

 기숙사 B동 3,575.0

[표 4-5] 냉난방시스템 시설내역

(3) 멀티미디어 강의실의 확보
¡ 전체 139개 강의실 중 81실이 멀티미디어 강의실로 구축되어 있어 충분한 멀티미디

어 강의실을 확보.

¡ 75개의 강의실(인문사회관 33실, 대강의동 12실, 차미리사기념관 30실)에는 전자교탁

을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적 멀티미디어 강의 지원.

¡ 멀티미디어 강의실은 PC와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인터넷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한 효과적 수업 진행 가능.

¡ 일부 강의실(유아교육관 1실, 차미리사기념관 2실)에는 모션 카메라, LCD TV 등을 

구비하여 수업행동분석 시스템(모션 카메라, LCD TV 등)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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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학생 1인당 면적이 3.6㎡로, 기준값인 2.5㎡를 상회.

계  열 실수 면적(㎡) (A) 재학생수(B) 학생당 면적(㎡) (A/B)

인문사회 24 2,659 3,910 ① 0.7

자연과학 30 6,616 1,373 ② 4.8

공    학 3 646 378 ③ 1.7

예․체능 48 7,244 770 ④ 9.4

공   통 0 0 0 ⑤ 0

합    계 105 17,165 6,431

평    균 평균산출식={(3×①)+②+③+④+⑤} / 5 3.6㎡(기준값: 2.5㎡)

[표 4-6] 실험실습실 확보율

계  열 건물명
실험실습실

실수 면적(㎡)

인문사회

도서관 5 201

자연관 1 124

유아교육관 3 426

인문사회관 7 367

차미리사기념관 4 803

언어교육원 4 738

자연과학

자연관 6 1,260

약학관 13 2,868

차미리사기념관 6 1,115

하나누리관 5 1,373

공    학 차미리사기념관 3 646

예․체능

자연관 7 800

예술대 N동 19 2,552

예술대 L동 8 1,128

예술대 F동 13 2,615

강의동 1 149

합    계 105 17,165

[표 4-7] 건물별 실험실습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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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실습실의 쾌적성
¡ 실험실습실은 고가·주요기자재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및 청결유지에 주의를 요함.

¡ 사용자 중심의 청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험실습실의 쾌적성을 유지.

¡ 실험실습실의 사용자가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담당교수와 조교 그리고 부서별 담

당자가 실험실습기자재 사용일지에 실험실습실의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최

종적으로 관리 담당자가 점검 및 확인한 후 그 현황을 사무처 관재과로 제출하는 3단

계 절차를 통해 그 청결성과 쾌적성을 유지.

¡ 또한 실험실습실 출입자에게 사전에 설비 이용시 유의사항을 숙지토록 하는 한편 자

발적으로 실험실습실 청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

(2) 안전조치방안의 구축
¡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3인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앙실험관리실을 별도로 

운영.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① 위탁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대한보건 산업협회에서 2010년 9월 정밀안전진

단을 수행한 바 있음)

② 실험실 별로 월 1회 자체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실험실 책임자의 날인이 된 점

검일지를 중앙실험관리실로 제출.

③ 학생들은 1년에 12시간 이상 실험실 별 자체교육의 방식으로 안전교육 실시.

④ 화재 및 폭발의 우려가 있는 제4류 인화성 액체 시약은 지정된 위험물 저장소에 보

관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구축. 2013년 4월 현재 약학대학과 자연과

학대학에 위험물 저장소 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물관리담당자 3인을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⑤ 안전사고 사례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위험물질이나 폐시약의 경

우 분류라벨을 활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관련 기초 조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

¡ 위험 상황 시 대처 방안

  - 안전관리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

  - 비상보호구함, 소화기, 방화사 비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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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정도

(1) 실험실습기자재 관련 규정의 정비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선정·관리 방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비품관리 규정, 실험실습

비관리규정, 중앙실험관리실운영내규, 실험·실습 설비 기준 등의 각종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

¡ 예를 들어, 중앙실험관리실운영내규 제8조는 “중앙실험관리실에 설치할 각종 기기의 

다음 학년도 구입예산서는 실장 주관으로 실험실습담당 교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매년 12월 중에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 구입됨이 없

도록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적정한 

실험실습 기자재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험·실습 설비 기준 제5조는 설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전공(학과)의 실험·실습설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5년 

단위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실험실습 기자재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무처 관재과에서는 규정과 지침의 숙지와 준수를 위해 실험실습 담당자에 대한 정

기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기자재의 매뉴얼과 취급설명서를 실험

실습실 내에 비치토록 하여 사용자들이 기자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2)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용
¡ 실험실습 기자재의 구매, 등록, 재고관리 등은 주무부처인 사무처 관재과에서 ERP 시

스템내 시설관리 모듈을 통해 운용.

¡ ERP시스템의 시설관리 모듈의 체계는 기준정보관리, 구매관리, 발주관리, 대금의뢰관

리, 재고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입력된 이후 위치이동, 보수정비 

등과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 관리.

¡ 등록된 실험실습 기자재는 취득일자, 비품구분, 비품종류, 구입단가, 취급방법, 관리상

태, 재원구분, 용도, 사업코드, 사용부서, 건물, 호실, 비품번호, 품목코드 별로 출력과 

관리가 가능하며 생산, 사용중, 반납, 매각, 고장(반납), 폐기 등의 관리상태에 따라 통

합 관리.

¡ 실험실습 기자재의 유지·보수 체계

① 조교, 담당교수, 관재과의 3단계로 구성

② 기자재 보수 지정수리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수리

③ 전산기자재의 보수는 상주업체에서 즉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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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험실습 기자재 중 고가의 중요 장비는 서비스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고장 시 수리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유기적인 보수 체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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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현황

(1) 기숙사 확보율

¡ 기숙사 확보율은 2010년 5.9%, 2011년 9.2%, 2013년 9.5%로 기준값 10%에 못 미

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RC기숙사 신축이 완료되

는 2014년 경에는 기숙사 확보율이 약 20%에 도달.

기준년도 실수 수용 인원(명) 재학생수 기숙사 수용률

2010 228 352 5,931 5.9

2011 285 571 6,204 9.2

2013 319 630 6,627 9.5

[표 4-8] 기숙사 수용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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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생 복지시설
(1) 학생 복지시설의 확보 현황

구 분 위 치 규 모
비고(시설)

용도 실명 건물명 층수 좌석수 면적㎡

식음

시설

학생식당
학생회관 2층 348석 853.2

언어교육원 B1층 112석 186.0

스낵코너
학생회관 2층 52석 198.0

인문사회관 2층 - 41.8 매점

커피판매점

학생회관 2층 32석 171.0

차미리사기념관 2층 58석 138.2 검색용컴퓨터 5대

예술대 1층 100석 240.0 야외카페

도서관 1층 16석 109.0

생활

편의

시설

편의점 학생회관 1층 123.0

문구점 학생회관 1층 58.5

서점 학생회관 1층 50.4

복사실 학생회관 1층 43.5

인터넷카페 학생회관 1층 29석 56.5

컴퓨터판매 및 A/S 학생회관 1층 12.2

우체국 학생회관 1층 50.4

은행 학생회관 1층 77.4

휴게실

학생회관 1층 150석 225.8

도서관 수면실 4층 50명 72.0

인문사회관 2층 150석 450.0
2개소

검색용컴퓨터 5대

학생상담센터 덕우당 1층 192.6 한옥건물 

학생

자치

시설

학생회실 학생회관 2층 72.0

동아리실

학생회관 B1-4층 80개 1,260.3

강의동 1층 25.9

도서관
1층

5층

6.0

16.0

예술대 F동 1층 59.4

약학관
2층

3층

2개

2개

36.0

36.0

자연관 4층 80.6

운동장 본부석 1층 2개 34.1

건강

관리

시설

보건소 학생회관 1층 2실 27.0 진료실+안정실

피트니스

센터
라온센터 2층 420.9

유산소머신 21대

웨이트머신 17대

트리웨이트 10대

체력측정실 라온센터 2층 73.4

운동처방실 라온센터 2층 29.9

[표 4-9] 학생복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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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기기명 수 량 건물명

생활

편의

기기

자동

판매기

음료 26대

도서관(3),학생회관(3),대강의동(3),차미리사기념관(2),

인문사회관(2),유아교육관(1),하나누리관(3),자연관(2),

약학관(1),예술대(3),언어교육원(1),기숙사(2)

우유 3대 기숙사(1),언어교육원(1),도서관(1)

위생용품 17대
학생회관(2),도서관(2),차미리사기념관(3),예술대(3),약

대(1),인문사회관(3),언어교육원(1),대강의동(2)

정수기 85대

도서관(11),학생회관(8),인문사회관(7),차미리사기념관

(9),대강의동(2),행정동(3),유아교육관(1),예술대(7),약

학관(3),자연관(3),덕우당(한옥:2),테니스클럽(1),하나

누리관(2),라온센터(3),언어교육원(7),기숙사(16)

증명서발급기 2대 학생회관1층(1), 행정동(1)

현금자동지급기 5대 학생회관1층(4), 정문(1)

무인복사기 6대 대강의동(1), 인문사회관(1), 강의동(1), 도서관(3)

핸드폰충전기 9대 학생회관(3), 도서관(2), 행정동(1) 

우편함 1개 학생회관 1층

무인택배기 1개 학생회관 1층

건강관리 

및 

체육기구

탁구대 5개 라온센터(4), 기숙사(1)

당구대 2개 기숙사

농구대 3개 하나누리관

테니스장 4면 클럽하우스

기타 

복지시설

학교버스 3대 45석 2대, 43석 1대

사물함 627종

도서관(35),학생회관(7),차미리사기념관(80),인문사회관

(218),자연관(83),예술F,L,N동(147),약학관(16),테니스

클럽(10)

[표 4-10] 학생복지․편의 기기 설치 현황

위 치 시설과 규모

1층

강당(450석/196.8㎡), 다용도전시홀(288.0㎡), 보건소(2실/54.0㎡), 편의점(123.0

㎡), 휴게실(150석/225.8㎡), 우체국(50.4㎡), 은행(77.4㎡), 문구점(58.5㎡), 서

점(50.4㎡), 복사실(43.5㎡), 안경점(41.4㎡), 인터넷카페(29석/56.5㎡), 복사실

(33.1㎡), 컴퓨터 판매 및 A/S점(12.2㎡), 무인택배소(1개), 현금자동인출기(4개), 

증명서자동발급기(1개), 휴대폰충전대(2개)

2층
학생식당(348석/853.2㎡), 교직원식당(96석/178.2㎡), 스낵코너(52석/198㎡), 커피

판매점(32석/171㎡), 학생지원과(100.8㎡), 학생회실(72㎡), 동아리실(2개/25.2㎡)

3층 동아리실(46개/695.0㎡), 휴게실(27.0㎡)

4층 동아리실(19개/335.6㎡)

지하1층 동아리실(13개/204.5㎡)

[표 4-11] 학생회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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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태
¡ 학생복지시설은 캠퍼스시설 이용규정, 기숙사 규정, 보건소 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 위생, 안전 등을 담당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관리.

① 기숙사, 학생회관, 보건소 등 학생복지시설은 학생처에서 관리.

② 시설의 보수, 환경개선 업무는 사무처 시설과에서 담당.

③ 사무처 총무과에서 스쿨버스 운행과 학교시설의 보안, 경비, 미화 및 스쿨버스 관리

는 사무처 총무과에서 담당.

④ 학생식당 및 판매시설은 전문 업체 및 일반인에게 임대 위탁 운영.

  -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선정 심사위원 중 학생대표 2인이 참여.

  - 학생식당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식당 위생을 매일 점검하고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

를 작성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

⑤ 학생회관의 편의점은 전문업체가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⑥ 인터넷카페에는 IT업체가 상주하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⑦ 피트니스센터는 사무처 총무과에서 관리 운영. 전문 트레이너가 이용자들의 건강관

리 및 기구 사용에 관해 안내하여 누구나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음. 

¡ 학생 편의 및 복지시설의 유지 및 개선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

소화하고 있으며 2009년 학생회관의 냉난방시설공사, 동아리실 바닥 난방 공사, 환기

시설공사로 한층 쾌적한 복지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4.2.3.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현황과 지원제도

¡ 2013년 4월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1명임.

¡ 2011년 6월 학칙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관한 근거조문

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학생 지원 제도 구비.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이므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미설치.

  - 학생처 사회봉사 담당 직원을 장애대학생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

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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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구분

재학생

수

장애학생수 장애인특별

전형입학자

수(명)

특별지원

위원회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칙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애보조

인력지원(명)

남 여 계 일반 전문 기타

2013

대학 6,431 0 1 1 0 O X
제99조,  

제100조
0 0 0 0

대학원 409 0 0 0
해당

없음
X X

제99조,  

제100조
0 0 0 0

[표 4-12]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제99조(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본교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 볍률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30]

제10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수가 

9명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처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 교직원․보조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30]

(2) 편의시설 
¡ 우리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유일한 평지 대학으로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친 장애우 

대학으로도 손색이 없음. 

¡ 최근 신축한 건물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편의시설을 추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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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출입가능문 승강기 전용화장실 점자블럭

차미리사기념관 1 2 4 1 9 2

언어교육원 1 3 2 1 2

하나누리관 1 2 2 1 5 2

인문사회관 1 1 4 1 1

유아교육관 3 4

대강의동 2 1 1 2

행정동 1 1 1

학생회관 1

도서관 1 2 1 2

예술대 3 5

약학관 2 2

덕우당 1 1 1

[표 4-13] 건물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3) 교육시설
¡ 도서관에는 8,556종의 전자도서(E-Book), 12종의 점자도서, 8종의 이러닝 프로그램, 

1개의 전자신문대 등 확보.

¡ 도서관에 장애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공간 확보 및 독서확대기 구비.

¡ 충분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확보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매체 활용을 지원하고 교육

접근성 제고.

¡ U-캠퍼스 구축을 통해 일반 학생은 물론 장애학생들의 교육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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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재학

생수

도서자료

연간장서

증가책수

(책)

비도서

자료

(종)

전자자료

인쇄형

연속

간행물

국내서

(책)

국외서

(책)

학생1인당

장서수

증가

(책)

폐기

(책)

국내

(패키지)

국외

(패키지)

국내

(종)

국외

(종)

2013 6,840 520,513 130,540 95.2  25,320 118 42,109 21 33 943 161

4.3. 도서관
4.3.1. 대학도서관 평가
¡ 재학생 1인당 장서수는 95.2책이고, 비도서자료 42,109종, 전자자료 54패키지, 인쇄

형 연속간행물은 1,104종을 보유.

[표 4-14] 도서관 평가지수

¡ 최근 3년간 자료구입비 예산은 847,000천원(2011년), 1,008,690천원(2012년), 

849,177천원(2013년)으로 매년 847,000천원 이상을 유지.

¡ 2010년 도서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1~3층의 11,222㎡ 규모에 열람석 

1,915석을 배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용.

¡ 스터디룸, 북카페, 인터넷존,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등 대학생활과 학습활동에 유익

한 시설 확충.

¡ 좋은 책 많이 읽기상, 독서카페, 음악카페, 영화카페, 음악회, 전시회, 교양특강, 도서

관 세계를 가다, 영화감상 등 다양한 문화행사 실시.



■■  덕성여자대학교  79



80 자체평가보고서 ■■

5. 대학 재정 및 경영
5.1. 재정확보
5.1.1. 세입 중 등록금 비율
¡ 2012년 결산 기준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은 70.2%로, 기준값 72% 이하임.

등록금 수입(천원) 교비 수입(천원) 세입 중 등록금 비율(%)

45,246,744 64,451,709 70.2

[표 5-1]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1.2.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및 수익률
¡ 2012년 결산 기준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은 342.3%로, 기준값 15% 이상임.

수익용 기본 재산(천원) 기준액(천원)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222,767,195 65,072,337 342.3

[표 5-2]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5.1.3.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 2012년 결산 기준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은 7.4%로, 기준값 0.15% 이상임.

법인전입금(천원) 교비 수입(천원)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4,350,106 64,613,389 7.4

[표 5-3]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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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

(1) 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

¡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동 특례규칙 등을 토대로 작성된 회계규

정에 따라 합리적 예산 편성.

¡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설명회 

개최, 수차례의 본부회의를 거치고 있음. 

(2) 예산 편성 절차

¡ 예산편성 주관 부서는 기획처 기획예산과이며, 본부회의를 거쳐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

를 토대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부서와 대학, 학과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각 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처에 제

출. 

¡ 기획처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집계하고 사전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1차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 시안을 작성. 

¡ 본부회의 및 기획처 내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예산안은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법인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3) 예산 공개

¡ 편성된 예산은 대학 홈페이지(학교현황)에 공시하여 상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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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처
∙ 기본운영계획 확정
∙ 예산편성지침 작성

▼

예산편성지침 시달

▼

대학․학과․행정부서 ∙ 주요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

▼
주요사업계획서 제출

▼

기 획 처 예산요구서 제출 ∙ 주요사업계획서 심의

▼ ▼

기 획 처
∙ 주요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집계․조정
∙ 예산초안 작성
∙ 처장회의 상정

▼

예산안 제출

▼

대학평의원회 ∙ 예산안 자문

▼

법인 이사회 제출

▼

법인 이사회
∙ 재정분과위원회 심의
∙ 법인이사회 본 회의 심의․확정

[그림 5-1] 예산편성 절차도

5.2.2. 교육비 환원율
¡ 2012년 결산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142.1%로, 기준값 100% 이상임.

직접교육비(천원) 등록금(천원) 교육비 환원율(%)

64,311,480 45,246,744 142.1

[표 5-4] 교육비 환원율

5.2.1. 장학금 비율
¡ 2012년 결산 기준 장학금 비율은 16.3%로, 기준값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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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사
5.3.1. 감사제도

(1) 감사 규정

가. 내부감사

¡ 내부감사 규정은 1988.6.1 재정, 1997.9.1 개정되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명확하고 일관

된 규정을 적용.

¡ 내부감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진행되며, 시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조치규정을 지님.

   - 감사기관(제2조) 기획처장 주관

   - 감사대상(제3조) 대학의 모든 행정부서과 부속기관

   - 감사범위(제4조) 학사 및 일반행정 업무, 회계업무,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감사구분(제5조) 년1회 여름방학 동안에 정기감사를 실행, 총장의 판단으로 특별감사를 실

행

   - 감사방법(제6조) 모든 감사는 서류가 아닌 실제 감사를 원칙으로 함

   - 감사결과보고(제9조)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과 <시정 및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감사결과처리(제10조) 기획처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결과에서 제안된 시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서 서면으로 통고.

   - 시정결과보고(제11조) 시정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

에게 보고.

나. 외부감사

¡ 외부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

준을 적용.

¡ 외부감사법인은 우리대학의 교비회계와 학교법인의 수익회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

계처리 방법을 적절히 따르고 있음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

¡ 외부감사의 결과는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되고, 시정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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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감사결과 활용
(1) 감사결과의 공개

¡ 행정(내부)감사의 결과보고서를 기획처에 비치하여, 내외부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

¡ 재무(외부)감사의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외부감사의 시행 결과 전자공시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발생되지 않음.

(2) 행정(내부)감사결과의 반영

¡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총장의 책임 아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개선방안의 즉각적 시행을 통해 동일한 문제의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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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종합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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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우리 대학은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창

의적 능력 배양’,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실천’, ‘세계시민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 아래 9가지 구체적 교육목표를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창학 10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바라보며 

“Global Partner Duksung Vision 2020+”를 수립하고 대학의 특성화 계획이자 

미래상으로 5대 특성화 중점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교육중심대학을 대학사명으로 하는 우리 대학은 ‘세계 수준의 교육 명문 대학’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 투영하여 ‘글로벌파

트너십을 갖춘 창의적 덕성인’이라는 인재상에 걸맞은 교육적 성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위계적으로 설정하고, 대학사명에 

걸맞은 비전과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구성한 점은 우리 대학의 큰 

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구체적 목표를 수치

화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파트너십 

개념은 계속 진화중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선도 대학의 위상을 점할 수 있는 반면, 

교육적 성과와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약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이 한국 최초로 UN Women과 MOU를 체결

하고 여성 교육과 연구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점은 향후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희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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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구성원
  우리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2013년 4월 기준으로 61.2%로서 기준값 이상

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있다. 교

수업적평가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수의 교육

활동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와 교수의 전문성 개

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임교원의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논

문실적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

는 우수한 전임교원이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ㆍ문화 프로

그램을 통하여 대학이 보유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

고 있다.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약 44,000원으로 기준값 이상이며, 

시간강사의 위촉 자격조건 등에 관한 내규 및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하여 시간강

사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처우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기준값을 초과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이에 대한 

대학 차원의 정책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직원의 규모는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의 

채용, 승진, 업무 구분 등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연수나 교직원 직무능력향상 과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절히 갖추고 있다.

  학생선발은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규정이나 계획 등이 합

리적이고 선발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내 신입생 충원

율 및 재학생 충원율은 기준값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지도교수 

상담 기회 제공, 종업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취업 및 진로지도, 학생상담센터

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학생상담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상

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의 초빙을 늘림

으로써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일 계획이며 전임교원의 연구 관련 실적을 지속적으

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재 대

학이 보유한 지식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대학의 교육목표를 반영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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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성 및 공정성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 지도교수 상담 제도의 내실을 도

모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 체제와 프로그램 개발, 학생상담센

터의 확대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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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인재 양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글로벌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맞춤형 교육의 실시, 

전과, 복수ㆍ부전공의 확대 실시를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학과 특성화 지원, 졸

업인증제 실시 등으로 학생들의 선택, 사회의 수요,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을 달성하고 있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다만 융복합과목의 부족, 학생간 학업성취도 차이, 영어강의 만족도 저하, 그리

고 해외대학과의 실질적 교류 부족과 같은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전공 설치 등을 통한 융복합과목의 확대 개설, 학업성취도 

차이를 고려한 전공교육 지원책 마련,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 등에 더욱 많은 관심

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우리 대학 사명에 걸맞게 20명 미만의 소규모 맞춤식 강의 

개설 비율이 높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ㆍ학습 지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은 점은 교육의 질 측면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속

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상대평가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성적관리와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한 강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장

학금 지급률과 학사경고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 시스템 등도 강점이다. 하지

만 적절한 수준의 취업률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회적 수요

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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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우리 대학의 교육시설은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각각 기준값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2.6㎡로 기준값인 1.2㎡의 2배 이상이며, 강의실 

확보율, 강의실 규모를 다양화, 중앙 또는 개별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해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확보하고 PC와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효과적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학생 1인당 면적이 3.6㎡로, 기준값인 2.5㎡

를 상회하며 사용자 중심의 청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험실습실의 쾌적성을 유

지하고 있고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앙실험관리

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복지시설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 건물별로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캠퍼스시설 이용규정, 기숙사 규정, 보건소 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와 사

용, 위생, 안전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칙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관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여 장애학생 지원 제도 구비하고, 학생처 사회

봉사과 직원을 장애대학생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

고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시설로 도서관에 전용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8,556종의 전자도서(E-Book), 12종의 점자도서, 8종의 이러닝 프로그램, 1개의 

전자신문대 및 독서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장애학생들의 매체 활용을 지원하고 교

육접근성 제고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교육시설의 개선점으로는 기숙사 확보율이 2013년 9.5%로 기준값 

10%에 다소 못 미치지만, 현재 진행 중인 RC기숙사 신축이 완료되는 2014년 경

에는 기숙사 확보율이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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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재정 및 경영
  우리 대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대학발전을 뒷받

침하고 있다. 등록금 비율은 70.2%, 법인전입금 비율은 7.4%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342.3%로 기준값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인 비전 2020+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

와 절차에 따라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집행이 긴밀한 연관 아래 이루어지고 있

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교육비 환원율은 140%, 장학금 비율은 16.3%를 초과

하여 기준값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장학금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수입 다각화를 포함한 대

처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대학은 대학행정에 대한 행정(내부)감사와 대학재정에 대한 재무(외부)감

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개선 활동을 실시함

으로써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대학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다수의 특수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대

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서관리, 운영원칙 

등의 통합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부속기관들의 

재정적 통합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어, 이들 부외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내부감사의 범위가 주로 행정 운영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점은 문제로 평가

된다. 행정 운영뿐 아니라 내부 재정관리 분야에까지 내부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 및 내부 재정운영의 투명성까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내부감사

가 내부 재정관리 분야에까지 확대 실시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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